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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지구온난화로 야기되는 태풍강화 등의 기상변화로 인한 해일고의 장기간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속

초와 묵호 조위관측소의 34년간(1974~2007) 해수면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최대해일고의 변동경향 및 상위해일고의

기본특성을 고찰하였다. 선형회귀에 의한 연간 최대해일고의 증가율은 속초와 묵호에서 각각 약 8.3 cm/34yr와 8.7

cm/34yr로 95% 신뢰구간에서 해일고의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두 지역에서 최대해일고는 53%가 태풍 시

기에 관측되었으며, 해일고가 높을수록 태풍에 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와 묵호에서 최대해일고

가 증가하는 이유는 열대해역의 수온증가와 이로 인한 전 지구적인 태풍과 한반도 영향 태풍의 활동 강화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강화된 태풍에 의한 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연안

의 해일고의 변동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용어 : 지구온난화, 조석, 해수면, 해일고, 해수면 온도, 태풍파괴력 지수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a long-term variation of annual maximum surge heights(AMSH) and main

characteristics of high surge events, which is influenced by the global warming and intensifying typhoons, using

sea level data at Sokcho and Mukho tidal stations over 34 years (1974~2007). It is found that the there is a long-

term uptrend of the AMSH at Sokcho (8.3 cm/34yrs) and at Mukho (8.7 cm/34yrs), which is significant within

95% confidence level based on the linear regression.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53% of the AMSH

occurs during typhoon's event in both tidal stations and the highest surge records are mostly produced by the

typhoon. It is concluded that the uptrend in the AMSH is attributed by the increasing typhoon activities globally

as well as locally in Korea due to the increased sea surface temperature in tropical oceans. The continuous efforts

monitering and predicting the extreme surge events in the future warm environments are required to prevent the

growing storm surge damage by the intensified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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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온대성 저기압 등의 악기상으로 인

한 해일로 연안침수, 제반 시설물의 붕괴 등의 연안재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안방재

차원에서 연안의 방호시설이나, 항만, 해안구조물의 설계에

있어 이상해면 상승의 규모를 적절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구온난화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태풍에 대한 연구

는 보고되고 있지만 이러한 태풍강도의 증가로 인한 폭풍

해일의 변동성은 국내에서 아직 자세히 보고되지 않고 있

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태풍강도의 증가는 폭풍해일고를 증

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해일고의 증가는 또한 해

안 구조물의 안정성 및 기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해수

면 변화의 원인은 조석자체의 변화와 비조석 변화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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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비조석 변화요인으로 태풍이나 저

기압 발생시 대기압 변화와 바람에 의한 해수면 변화가 크

게 작용한다(Morton et al., 2000; 강 등, 2008).

Webster et al.(2005)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SST)의 증가는 전 지구적인 태

풍 발생과 강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Eman-

uel(2005)은 지난 30년간 태풍의 파괴력이 전 세계적으로 해

수면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문(2007)이 우리

나라 연간 최대순간풍속 극값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에 상

륙하는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강 등

(2008)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한 서남해역 7개 조위관측

소(목포, 완도, 여수, 거문도, 추자도, 제주, 서귀포)에서의 1

시간 해수면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서

남해안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인해 높은 최대해일고가 발

생하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초대형 태풍의 발생에 따라

이상조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총 37개의 조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

으며 홈페이지(www.nori.go.kr)를 통해 1시간 조위관측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지구온

난화 영향으로 나타나는 해일고의 장기변동 특성을 조사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속초와 묵호 조위관측소의 34

년간(1974~2007)의 1시간 원시조위자료를 이용하여 해일고

를 산정하고 이로부터 연간 최대해일고를 추출하여 변동경

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태풍의 발생과 강도

를 결정하는 열대해역의 수온변화와 이로 인한 태풍활동의

변화경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일의 강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상륙 태풍의 강도를

조사함으로써 속초와 묵호에서 해일의 장기변동을 발생시

키는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위관측

일반적으로 기계식 조석관측장비인 검조의는 수압식과 부

표식으로 나누어진다. 수압식은 압력을 관측할 수 있는 센

서를 통해 수위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므로 어느 정도

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기관측이나 시설물 설치가 어

려운 지역에서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 부표식 검조의는

수위 변화를 펜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장비로 실시간으로 관

측 자료를 그래프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속초 및 묵호조위관측소에서 사용되는 조위계는 부표식

조위계로 모델명은 OTT-R20이며 제조사는 독일의 OTT

MESSTECHNIK이다. 본 모델은 ± 2 mm의 정밀도로 조위

측정이 가능하며 실시간 전송장비인 OWK16 shaft encoder

에 연계되어 장착되어 있다(국립해양조사원, 2005). 또한 조

위관측소는 단파를 여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조우물의 단

면적, 도수관의 면적, 도수관의 길이 등이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국립해양조사원, 2005). Fig. 1은 속초와 묵

호의 조위관측소 위치를 나타낸다. 관측소 위치는 각각 속

초항 남방파제 내와 묵호항 동방파제 후부에 설치되어 있다.

Fig. 2는 현재 운용중인 조위관측 시스템의 기본 장비를

보여준다. 여기서 조위자료는 OTT형 원격검조의로부터 디

지털 및 아날로그 기록지로 동시에 관측되며 이 자료는 데

이터 로그에서 일정기간동안 저장된 후 무선망을 통해 실

시간으로 조석자료 저장서버로 전송된다. 최근에는 조위자

료 뿐만 아니라 C/T 센서와 여러 가지 기상센서를 이용하

여 전도도, 수온, 기온, 기압, 풍향, 풍속에 대한 정보까지

Fig. 1. Locations of tidal stations at Sokcho (left panel) and Mukho (righ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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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2.2 해일고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속초와 묵호 조위관측소의 34년간(1974~

2007)의 1시간 원시조위자료를 이용하였다. 묵호 조위관측

소의 자료는 1965년부터 43년간의 자료가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해 속초 조위관측소의 자료

기간에 맞추어 두 관측소 모두 197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화분석과 조위예측을 위해 사용한 조

화분해 프로그램은 영국의 POL(Proudman Oceanographic

Laboratory)/PSMSL에서 제작·배포한 TIRA(Murray, 1964)

이다.

해일고는 먼저 매월 관측된 1시간 간격의 해수면 자료를

10분 간격으로 내삽한 후 조화분석에 의해 계산된 천문조

예측값을 제거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으로 인

한 최대해일고 산정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월별로 조

화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단기간이라도 결측이 있으면 해당

월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월별 조화분석은 한 달 이

상의 장주기 조석성분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장기적인 조석의 변동보다 조석을 제거한 해

일고의 변동성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주기 성분이

장기 해일고 변동성을 조사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기간 중 총 결측률은 약 11%로 나

타났다. 그러나 연간 최대해일고가 집중되는 7-10월 사이

의 결측률은 0.7%로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측 자료들은

연간 최대해일고 및 상위(1-30위) 해일고 산정 시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된 조위자료의 Quality Control(QC) 작업을 위하여

34년간 태풍 및 해일 시기에 대하여 디지털 조위자료와 검

조기록지를 비교하였으며, 또한 부근 기상관측소의 기압과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해일고 추정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Fig. 3은 한 예로 속초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VERA(1986)

와 RUSA(2002)에 대한 기압, 풍속, 조위, 예측조위, 그리

고 해일고의 시계열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면 태풍

VERA 시기에 해일고 49 cm, 풍속 17.4 m/s, 기압 979.4 hPa,

태풍 RUSA 시기에 해일고 49 cm, 풍속 9.8 m/s, 기압

993.8 hPa이 기록되어, 해일 발생시에 모두 강한 바람과 기

압하강이 관측되었다.

참고로 속초와 묵호 조위관측소에서는 각각 2001년 11월

8일과 2001년 11월 02일부터 현재까지의 약 7년간의 1분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Fig. 4는 태풍 RUSA가 발생한

동안 속초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1시간과 1분 원시조위자

료를 서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1분 자료에 근거한 최대해일고가 1시간 자료에 근거한

최대해일고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1시간 자료에 근거한 추정된 최대해일고는 1분 자

료에 비해 과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장기간 해일고의 변동성을 조사하

는 것이기 때문에 총 기간이 7년뿐인 1분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장기간 일관성이 있는 1시간 간격 자료를 이용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향(trend) 분석은 Mann-Kendall

Test(Hirsch and Slack, 1984)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

은 Non-parametric Test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자료에서 나

타나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판단한다. Mann-Kendall Test에서는, 표본의 개수(n)가 10

개 이상인 경우에, 관측된 임의의 변수의 쌍(y
i
, y

j
, i>j)이 증

가(y
i 
< y

j
) 또는 감소(y

i 
> y

j
)하는 지를 이전의 쌍(P)과 이

후의 쌍(M)의 차이인 S(=P- M)의 표본 분포를 이용하여 조

사한다. 

,  S > 0

      0 ,  S = 0

     ,  S < 0 (1)

여기서, 이며 Z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계산된 Z 값은 신뢰구간을 벗어나면 증가 또는 감

소하는 경향이 없다는 귀무(Null) 가설이 기각되어진다.

Mann-Kendall Test를 이용한 경향분석 시 신뢰구간은

95%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5년 이동 평균한 자료를 가지

고 미리 정한 유의수준에 따른 표준정규분포 값과 계산

된 Z 값에 의한 표준정규분포 값을 비교하여 나타난 경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결정하였다.

Z S 1–( ) σ
s

⁄=

S 1+( ) σ
s

⁄

σ
s

n 1–( ) 2n 5+( )

18
-----------------------------------=

Fig. 2. Main instruments for tid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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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between meteorological data and sea level data at Sokcho tidal station during Typhoon (a) VERA and (b) R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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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간 최대해일고의 변동성

속초와 묵호 조위관측소의 연간 최대해일고 시계열로부

터 장기 변동 특성을 조사하였다(Fig. 5). 속초의 34년 동

안 연간 최대해일고는 1986년 태풍 VERA와 2002년 태

풍 RUSA 시기에 가장 높은 값(49 cm)을 기록하였으며,

묵호의 경우는 태풍 RUSA 시기에 가장 높은 값(41 cm)

을 기록하였다. 선형회귀에 의한 속초와 묵호의 연간 최

대해일고의 증가율은 각각 2.5 mm/yr과 2.6 mm/yr로써

34년 동안 총 8.3 cm와 8.7 cm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Mann-Kendall Test 결과, 이러한 증가경향은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이 증

명되었다.

속초와 묵호의 경우 34년 동안 연간 최대해일고의 평균

값은 각각 22.6 cm와 22.2 cm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또한

속초와 묵호 모두 연간 최대해일고의 약 53%가 태풍 시기

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와 묵호의 연간 최대해일

고의 변동경향을 비교해보면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연간 최대해일고가 동일 기상 이벤트에서 발생한 비율

은 85%에 달한다. 이는 서로 근접한 두 조위관측소의 위

치와 유사한 동해 연안의 해양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연간 최대해일고의 특성

34년간 속초와 묵호의 연간 최대해일고의 월별발생횟수

(Fig. 6)는 주로 한반도에 태풍이 접근하는 7월에서 10월 사

이에 각각 약 76%와 74%를 보였다. 한편, 연간 최대해일

고의 발생시기의 조석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예측값의 고

조 및 저조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해일고의 발생시점을 조

석 특성별로 구분하여 보았다(Fig. 7). 그 결과, 속초와 묵

호에서 연간 최대해일고는 고조와 저조 또는 고조와 저

조 사이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발생하여 연간 최대해일고

의 발생은 조석현상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4. Comparison of observed surge heights between hourly

data and minutely data at Sokcho tidal station during

Typhoon Rusa in 2002.

Fig. 5. Variations of annual maximum surge heights at (a)

Sokcho and (b) Mukho during 197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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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위 해일고의 특성

앞 절에서는 연간 최대해일고의 변동성과 특성에 대하여

주로 서술하였다. 이 절에서는 지난 34년 동안 매월 관측

된 최대해일고의 상위 30위까지의 기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 Table 1과 2는 각각 속초와 묵호에 대해 연도와 상관없이

지난 34년 동안 가장 높았던 해일고를 1위부터 30위까지 정

리하여 상위해일고의 발생시기, 조석, 태풍의 영향, 풍속, 기

압 자료를 함께 나타내었다. 속초의 경우 1위부터 10위까

지의 90%, 11위부터 20위까지의 60%, 21위부터 30위까지

의 40%가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묵호의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100%, 11위부터 20위까지의

40%, 21위부터 30위까지의 40%가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일고가 높을수록 태풍에 의한 영향

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풍의 강도를 나타내는 중

심기압과 최대해일고의 관계를 나타낸 Fig. 8에서도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높은 해일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4년간 1위부터 30위까지의 해일고 기록에 대한 월별발

생횟수를 보면, 주로 한반도에 태풍이 접근하는 7월에서 10

월 사이에 각각 약 77%(속초)와 73%(묵호)가 발생하였다. 또

한 1위부터 30위까지의 해일고를 조석특성별로 구분하여 보

면, 고조와 저조 또는 그 사이에 균등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총 기간을 1974-1990과 1991-2007으로 나누어 전

반기와 후반기의 17년을 비교해 보면, 묵호에서 최근 17년

사이에 해일 극값이 30회 중 18회가 기록되어 최근 들어 해

일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토 의

본 연구에서 속초와 묵호의 조위관측소 자료에서 34년 동

안 연간 최대해일고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두 지역에서 최대해일고는 대부분 7월에서 10월 사이

에 관측되었으며, 이 중 53%는 태풍 시기에 발생하였다. 따

라서 해일고 상승과 태풍의 강도 및 활동 변화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전 지구적인 태

풍의 활동 변화, 태풍의 강도를 결정하는 열대해역 해수면

온도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강도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전 지구적인 태풍활동의 변화

열대저기압은 해수면 온도가 약 26 °C 이상일 때 형성되

Fig. 6. Monthly occurrence number of annual maximum surge heights at (a) Sokcho and (b) Mukho during 1974-2007.

Fig. 7. Tidal characteristics when annual maximum surge heights are recorded at (a)  Sokcho and (b) Mukho during 197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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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열대해역에서의 수온증가는 태풍의 발생과 강도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bster et al.,

2005). 본 절에서는 1970년부터 2007년까지 HadlySST 자

료를 이용하여 해역별 해수면온도(SST)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8). 해역은 북태평양(NATL), 북서태평양(WPAC), 동

태평양(EPAC), 남서태평양(SPAC), 북인도양(NIO), 남인도

양(SIO)으로 나누어 각 해역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

는 시기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였다. 해역별로 평균한 기간

과 해역범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9를 보면 거의

모든 열대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약

0.5 °C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대해역의 수온

증가는 전 세계 태풍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절에서는 전 세계 태풍활동의 70%를 차지하는 북

서태평양과 북대서양의 태풍활동지수(Power Dissipation

Index, PDI)를 구하여 수온증가에 따른 태풍활동의 변화경

향을 조사하였다.

PDI(Emanuel, 2005)는 태풍의 일생기간 동안의 최대풍속

을 세제곱하여 모두 합산한 것으로 태풍의 지속시간과 강

도가 함께 고려된 태풍활동 지수이다(식 2 참조). 따라서 어

떤 해의 PDI가 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태풍의 총 파괴

력이 커져 전체적으로 태풍의 활동이 왕성함을 의미한다. 

Power Dissipation Index (PDI) = (2)

여기서 τ는 태풍의 총 지속시간, V
max
는 최대풍속을 나타

낸다. 북서태평양과 북대서양을 합한 PDI의 지난 36년간

의 변화경향을 선형회귀분석에 의해 조사해보면(Fig. 10),

지난 36년간 PDI가 약 5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PDI의 변화경향은 앞서 설명한 열대해역의 SST 변

화경향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난

V
max

3
dt

0

τ

∫

Table 1. Top thirty of maximum surge heights at Sokcho during 1974-2007

순위 해일고(cm) 일시(시간) 조석 태풍 풍속(m/s) 기압(hPa)

1 48.92 1986-08-28 19:10 저 8613(VERA) 17.4 979.4 

2 48.88 2002-09-01 2:19 저→고 0215(RUSA) 9.8 993.8 

3 32.47 2006-10-23 14:49 고 15.8 1017.1 

4 31.43 2000-09-16 17:00 고 0014(SAOMAI) 3.6 986.8 

5 28.14 1982-08-28 10:00 고 8213(ELLIS) 6.0 990.2 

6 27.99 1994-10-12 21:10 저→고 9429(SETH) 3.9 1001.1 

7 26.84 1987-07-16 5:19 고 8705(THELMA) 13.0 979.7 

8 26.51 1984-08-22 9:00 고 8410(HOLLY) 5.0 996.0 

9 25.71 1992-09-25 4:00 고→저 9219(TED) 12.0 1001.6 

10 24.85 2003-09-13 11:30 저 0314(MAEMI) 2.9 1002.6 

11 24.64 1993-06-03 9:00 저 10.0 987.0

12 23.49 2002-07-07 6:49 저 0205(RAMMASUN) 2.9 993.2 

13 23.42 2007-03-05 5:40 고 5.7 992.1 

14 23.11 1979-03-31 7:19 고→저 4.3 1007.4 

15 22.78 1981-09-04 1:19 저 8118(AGNES) 10.0 1001.8 

15 22.78 1987-10-18 14:40 고→저 7.4 999.5 

17 22.77 1979-08-17 23:10 고 7910(IRVING) 1.8 978.1 

18 22.33 1987-09-01 1:19 저→고 8712(DINAH) 2.0 1004.3 

19 22.20 2004-08-19 10:19 저 0415(MEGI) 12.1 1000.9 

20 21.54 1991-07-30 14:40 저→고 9109(CAITLIN) 6.7 994.5 

20 21.54 1999-04-13 10:10 저→고 9.1 991.9 

22 21.34 2004-09-01 10:10 저 0416(CHABA) 3.4 1004.9 

23 20.56 1992-05-08 15:30 저 7.3 1003.7 

24 20.02 1991-09-20 11:10 고 9119(MIREILLE) 2.4 1001.6 

25 19.97 1979-08-27 0:49 저 2.4 997.8 

26 19.50 1982-11-11 14:10 고→저 4.0 1001.4 

26 19.50 1984-09-02 9:40 고 8412(JUNE) 5.0 1005.0 

28 19.33 1998-10-01 11:40 고 9809(YANNI) 11.4 1006.1 

29 19.16 1980-10-26 18:49 고→저 9.4 999.8 

30 19.10 1979-12-19 16:40 고 6.0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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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태풍의 파괴력이 열대해역의 수온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2 한반도의 태풍강도 변화

전 지구적인 태풍활동과 강도가 증가하고 있더라도 한반

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도 함께 증가한다고는 단

Table 2. Top thirty of maximum surge heights at Mukho during 1974-2007. Meteorological data are available at Mukho since 1992

순위 해일고(cm) 일시(시간) 조석 태풍 풍속(m/s) 기압(hPa)

1 40.88 2002-08-31 23:00 고 0215(RUSA) 10.6 992.3 

2 38.84 1986-08-28 18:00 저 8613(VERA)

3 31.51 1992-09-25 7:19 저 9219(TED) 7.8 999.8 

4 31.5 2000-09-16 13:10 저→고 0014(SAOMAI) 2.3 984.7 

5 31.47 1994-10-12 20:30 저→고 9429(SETH) 1.1 1002.0 

6 30.54 2004-08-19 10:30 저 0415(MEGI) 12.9 994.1 

7 29.62 2003-09-13 3:40 고 0314(MAEMI) 16.7 983.1 

8 28.75 1982-08-28 12:40 고→저 8213(ELLIS)

9 26.22 1984-08-22 10:40 고 8410(HOLLY)

10 25.21 1998-10-01 10:40 고 9809(YANNI) 10 1003.9 

11 24.84 2006-10-23 18:00 고 10.2 1012.7

12 24.64 1987-07-16 3:10 저→고 8705(THELMA)

13 23.86 1981-09-03 17:30 고 8118(AGNES)

14 22.34 1979-08-17 22:49 고 7910(IRVING)

15 22.29 1998-02-20 17:00 저 5.0 1015.4 

16 21.32 1999-04-13 10:30 저→고 4.0 993.1 

17 20.76 1979-08-27 2:49 저→고

18 20.74 1991-07-30 12:10 저 9109(CAITLIN)

19 20.34 2007-03-05 6:00 고→저 5.8 993.2

20 19.54 1993-06-03 6:30 저 3.8 982.1 

21 19.4 1993-02-07 5:30 고→저 1.8 1001.0 

22 19.25 1995-07-24 2:40 고 9503(FAYE) 2.2 994.1

23 19.23 2004-09-01 8:00 고→저 0416(CHABA) 2.0 1005.6 

24 18.76 1991-09-20 14:49 고→저 9119(MIREILLE)

25 18.53 1987-04-21 17:10 저→고

26 18.5 1976-09-30 1:10 저

27 18.29 1990-09-03 10:10 저→고 9015(ABE)

28 18.24 2006-07-10 19:49 저 10.3 998.0 

29 18.18 1986-06-17 3:00 저

30 18.09 1979-12-19 16:10 고

Fig. 8.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pressure and the max-

imum surge level at Sokcho.

Table 3. Ranges and periods for averaging sea surface temperature

at each basin

해역 경도 위도 기간

NATL 90-20
o

W 5-25
o

N Jun-Oct

WPAC 120-180
o

E 5-20
o

N May-Dec

EPAC 90-120
o

W 5-20
o

N Jun-Oct

SPAC 155-180
o

E 5-20
o

S Dec-Apr

NIO 55-90
o

E 5-20
o

N Apr-May and Sep-Nov

SIO 50-115
o

E 5-20
o

S Nov-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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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릴 수 없다(Choi and Kim, 2007).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태풍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오지 않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Fig. 11은 1970-

2005년까지 총 36년간 우리나라 기상관측소에서 매년 태풍

의 영향으로 기록된 연간 최저기압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선형회귀 분석에 의하면 36년간 7 hPa의 기압감소 경향이

95% 신뢰구간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것은 한반도에 영향

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속초와 묵호에서 나타나는 최대해일

고의 증가 경향은 열대해역의 수온증가로 인한 전 지구적

인 태풍활동의 증가 및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

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태풍강화 등의 기상변화로 인한 해일고의

장기간 변동성을 고찰하기 위해 속초와 묵호 조위관측소의

34년간(1974~2007)의 1시간 원시조위자료를 이용하여 관측

치와 천문조 추정치의 차이로 연간 최대해일고 및 상위해

일고를 추출하여 변동경향 및 기본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9. Running 5-year mean of SST during the respective typhoon seasons from 1970 to 2005 (data source: HadlySST): the North

Atlantic Ocean (NATL), Western Pacific Ocean (WPAC), East Pacific Ocean (EPAC), Southwest Pacific Ocean (SPAC),

North Indian Ocean (NIO), and the South Indian Ocean (SIO).

Fig. 10. Variations of the combined PDI for North Western

Pacific and North Atlantic during 1970-2005.

Fig. 11. The annual records of minimum central pressure of

tropical cyclones that affect over the Korean peninsula

during 1970~2005. Variation rate is 7 hPa/36yr. Heavy

line is the 5-year running average and heavy dotted

line is the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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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년 동안 속초와 묵호의 최대해일고 기록은 2002년

태풍 RUSA와 1986년 태풍 VERA에 의해 발생하였다. 선

형회귀에 의하면 속초와 묵호의 연간 최대해일고의 증가율은

각각 2.5 mm/yr과 2.6 mm/yr로써 34년 동안 약 8.3 cm와

8.7 cm의 해일고 증가가 있었다. 두 지역의 연간 최대해일

고의 평균값은 각각 22.6 cm와 22.2 cm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연간 최대해일고의 약 53%가 태

풍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와 묵호가 지형학적으로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

고 연간 최대해일고의 변동경향이 서로 유사하여 연간 최

대해일고가 동일 기상 이벤트에서 발생한 비율은 85%에 달

했다. 연간 최대해일고의 월별발생횟수는 속초와 묵호의 경

우 주로 한반도에 태풍이 접근하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각

각 약 76%와 74%가 집중하여 발생하였고 연간 최대해일

고의 발생과 조석현상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 34년 동안 최대해일고의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속초의 경우 1위부터 10위까지의 90%, 11위

부터 20위까지의 60%, 21위부터 30위까지의 40%가 태풍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묵호의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100%, 11위부터 20위까지의 40%, 21위부터

30위까지의 40%가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

일고가 높을수록 태풍에 의한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속초와 묵호의 상위해일고에 대한 월별발생횟수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각각 약 77%와 73%가 발생하였으며

특정 조석주기에 발생하는 경향은 없었다. 

속초와 묵호에서 나타나는 최대해일고 증가의 주요 원인

은 열대해역의 수온증가로 인한 전 지구적인 태풍활동의 증

가와 함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의 강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열대해역의 해수면 수온은 전 해역에서 38년

간 약 0.5
o

C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한 북서태평양과 대서

양의 태풍파괴력(PDI)은 같은 기간에 50% 증가하였다. 특

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중심기압은 36년간 7 hPa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에 점점 강한 태풍이 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도 높은 해일고의 추정을 위하

여 조위관측소 자료는 모두 Quality Control(QC) 작업을 거

쳐 사용되었다. QC 작업은 먼저 34년간 발생한 태풍 및 해

일 시기에 대하여 디지털 조위자료와 검조기록지를 비교하

고, 이와 동시에 조위관측소 부근 기상관측소의 기압과 풍

속자료를 이용하여 해일고 추정 결과를 비교 검증하는 과

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QC 작업은 장시간이 필요

한 과정이지만 향후 우리나라 주변의 정확한 해일고 추정

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작업이라 사료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속초와 묵호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인 장기 해일고의 변동성과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과의 연

관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적인 연구결과만으로 우리나라 또는 동해안 지역을 대표하

는 설명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철

저한 QC 작업을 거쳐 보다 많은 지점의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공간적인 해일고의 특성 비

교뿐만 아니라 태풍의 이동경로에 따른 해일고의 지역적인

특성까지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과 이로 인한 전 세

계적으로 태풍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C, 2007).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과 강화된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로 연안지역의 범람위

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연안방재 차

원에서 방호시설, 항만, 그리고 해안구조물의 설계에 있어

향후 이상해면 발생의 규모를 적절히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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