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미국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매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

하고 있고 특히 북극 지역의 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온도상승폭이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NOAA, 2018).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음에 따라 북극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북극 지역에 미발견 회수가능 자원량은 석유(Oil) 약 90Bbbl(Billion barrel), 가스(Gas) 약 1,669Tcf(Trillion cubic foot), 천
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 NGL) 약 44Bbbl이 부존되어 있다고 한다(Bird et al., 2008). 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계 석유의 13%, 가스의 

30%가 북극지방에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해의 해양자원 개발은 해양구조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구조물의 운용과 생존을 위해서는 해양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해역의 해양기상자료(Metocean data)의 수집과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기상자료에는 파랑(Wave), 바람(Wind), 해류(Current), 수심(Water depth), 조위(Tide), 지질 조건(Soil condition) 등을 포함하고 있으

며, 해양기상 자료를 해양구조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극치해석(Extreme value analysis)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AP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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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treme value analysis of metocean data which include wave, wind, and current data is a prerequisite for the operation and survival
of offshore struct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turn wave, wind, and current values for the Barents Sea
using extreme value analysis. Hindcast datasets of the Global Reanalysis of Ocean Waves 2012 (GROW2012) for a waves, winds and currents were
obtained from the Oceanweather Inc. The Gumbel distribution, 2 and 3 parameters Weibull distributions and log-normal distribution were used for
the extreme value analysis. The least square method was us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for the extreme value distribution. The return values, including
the significant wave height, spectral peak wave period, wind speed and current speed at surface, were calculated and it will be utilized to design
offshore structures to be operated in the Barents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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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해상부이(Buoy)나 선박을 이용한 실해역의 계측자료(Measurement data), 과거의 해양기상자료를 바

탕으로 수치적 기법을 통해 과거의 원하는 자료를 추정하는 후측자료(Hindcast data),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자료 등이 있다. 
DNVGL(2015)에 따르면 해양구조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파랑의 경우 100년 재현 주기 값(Return value)의 유의파고(Significant wave 
height, Hs)와 첨두파주기(Peak wave period, Tp)를, 풍속의 경우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 MSL)으로부터 10m 상공의 1시간 평균 풍속의 

100년 재현 주기 값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류의 경우는 표층 유속의 10년 재현주기 값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적 방법을 통해 재현 주기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크게 Global model과 

Event model로 나눌 수 있다. Global model은 자료 전체를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Initial distribution method(ID) 또는 Total sample 
method이고, Event model에는 일정 기준값 이상의 자료를 취하는 Peak over threshold(POT) 방법과 연간 최곳값만을 취하는 Annual 
maxima(AM) 방법이 있다(DNV, 2014). 
극치해석에 사용되는 극치분포함수(Extreme value distribution, EVD)로는 검벨(Gumbel) 분포, 프레셰(Frechet) 분포, 와이블(Weibull) 

분포, 대수정규(Log-normal) 분포 등이 있으며 극치분포함수들의 매개변수(Parameter)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모멘트법(Method of 
moment, MOM),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method, LSM) 등이 사용된다(DNV, 2014). 
Jeong et al.(2004)은 한국 연안 해양관측소 67개소에서 약 20년의 유의파고 자료를 이용하여 와이블, 검벨, Log-pearson type-III, 대수정규

분포를 통해 극치해석을 수행하였고, 재현주기 50년에 대한 심해 설계파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검벨 분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연안의 23개 검조소의 최극 고조위 자료를 이용하여 Generalized extreme value(GEV), 검벨, 와이블 분포를 통해 극

치해석을 수행하여 재현 주기별 최극 고조위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검벨 분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Jeong et al., 2008). 
Ko et al.(2014)은 한반도 서해안 4개 지점(군산, 목포, 제주, 해모수 1호)에 대해 태풍을 수치적으로 구현한 수치풍속모델을 개발하여, 검
벨 분포를 적용하고 확률 가중 모멘트법으로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4개 지점에 대한 극치풍속을 제시하였다.
극치분포함수가 다양한 해양기상 자료에 적용되고 있으나, 파랑 자료의 경우 유의 파고 뿐만 아니라 첨두파주기 또한 해양구조물

의 설계에 중요한 설계요소이다. DNVGL(2017)와 BV(2015)에서는 유의파고와 첨두파주기의 재현값을 구하기 위해선 극치분포함수

들의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이용한 Inversed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I-FORM)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 해역 중 바렌츠 해역에 대한 파랑, 바람, 해류의 해양기상자료를 수집하였고, 파랑자료에 대한 극치해석은 유

의 파고에 대한 주변확률분포(검벨, 매개변수 2개와 3개인 와이블 분포)와 주어진 유의파고에 대한 첨두파주기의 조건부확률분포

(대수정규분포)의 결합분포를 이용한 I-FORM을 사용하여 재현값을 계산하였다(DNVGL, 2017; BV, 2015; Choi, 2016). 단일 변수인 

풍속과 유속에 대해서는 검벨, 매개변수 2개와 3개인 와이블 분포를 통해 극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매개변수 추정은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으며 적합도 검정(Goodness of fit)은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Kolmogorov-Smirnov, K-S)검정을 적용하였다. 위의 과정들을 통

해 북극 바렌츠 해역에서 운용 될 해양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유의 파고, 첨두파주기, 풍속, 표층유속의 재현값을 도출하였다.

2. 해양환경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 해역(Fig. 1)은 바렌츠 해역(위도 73N, 경도 44E) 수심 258m이며, 해역주변으로 가스전이 분포되어 있다(Fig. 2). 파랑 자료(유
의파고, 첨두파주기, 파향), 바람 자료(풍속, 풍향), 해류 자료(유속, 유향), 유빙 두께 자료는 Oceanweather Inc.의 Global reanalysis of 
ocean waves 2012(GROW2012)의 후측(Hindcast) 자료를 구매하였다. GROW2012의 후측 자료는 파랑, 바람, 해류,그리고 유빙의 자료

를 추산하기 위해 General bathymetric chart of the oceans(GEBCO)와 Climate forecast system reanalysis(CFSR)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Fig. 1 Project site in Barents Sea (Wikipedia, 2019) Fig. 2 Oil and gas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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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ve scatter diagram with Hs and Tp

파랑과 바람모델이 활용되고 있다(Oceanweather Inc.). 극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의 일관성(Homogeneity), 자료의 기

간(Data coverage), 자료의 타당성 검토(Identifying)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Van Os et al, 2011). 후측 자료는 실제계측 자료에 

비해 태풍이나 계측장비 자체 결함으로 인한 자료 누락과 이상값(Outlier) 발생 가능성이 없으며, 계측장비의 설치 시기와 무관한 자

료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랑과 바람 자료는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10년 동안의 자료가 1시간 간격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류 자료는 199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20년 동안의 자료가 수심방향으로 1일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유빙의 두께 자료는 해류 자료와 같은 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해당 해역에 얼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파랑 자료는 유의파고와 첨두파주기에 대한 파 빈도분포표(Wave scatter diagram, WSD)와 파향과 첨두파주기에 대한 파랑장미

(Wave rose)를 나타내었고, 바람 자료는 풍향(Wind direction)과 풍속(Wind speed, Ws)에 대한 바람장미(Wind rose)를 도시하였다(Fig. 
3, Fig. 4). 해류 자료는 표층에서의 유향(Current direction)과 유속(Current speed, Cs)에 대한 해류장미(Current rose)와 수심방향으로의 

유속분포(Current profile)를 나타내었다(Fig. 5).
파 빈도분포표는 유의파고는 1m, 첨두파주기 1s 간격으로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전체 자료의 개수는 약 87,600개 이다. 해당 해역

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는 파랑 조건은 유의파고는 1m ~ 2m, 첨두파주기는 6s ~ 7s이다. 장미 도표를 통하여 파랑, 바람, 해류

의 진행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북(North) 방향을 0deg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동쪽(90deg), 남쪽(180deg), 서쪽(270deg)으
로 구분하였다. Oceanweather Inc.로부터 구매한 후측 자료의 경우 파랑, 바람, 해류 방향에 대한 정의는, 파랑과 해류는 진행해 나가

는 방향(Toward)을,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From)으로 표기하고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파랑과 바람의 방향은 각각 서쪽(W)에서 동

쪽(E)으로 진행하는 방향과 북북서(NNW)에서 불어오는 방향이다(Fig. 4). Fig. 5는 수심방향(z)의 해류 유속 분포와 방향을 나타내며, 
유속 분포를 해당 해역의 수심(d)으로 무차원 하였다. 평균 유속과 최대 유속은 표층에서 가장 빠르며, 표층에서 지배적인 유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이다. 

      

Fig. 4 Wave rose and wind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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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urrent profile and current rose at surface

3. 극치해석  

해양기상자료의 극치해석을 위해서는 자료수집, 자료 선정 방법, 극치분포함수 선정, 매개변수 추정 방법 선택, 적합도 검정, 재현 

값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Mathiesen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해양기상자료 전체를 활용하는 Global model을 선정

하고, 극치분포함수로는 검벨 분포, 매개변수가 2개와 3개인 와이블 분포, 대수정규 분포를 사용하였다. 극치분포함수들의 매개변수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검정은 해양기상자료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와 극치분포함수의 누적분포함수를 비교하여 최대거리를 검정통계량으로 이용하는 K-S검정법을 사용하였다(Jeong et al., 2004; 
Jeong et al., 2008). 

식 (1)-(4)는 극치분포함수들의 누적분포함수 형태이다(Coles, 2001; Goda, 2000).

Gumbel distribution CDF:

  expexp



 

  (1)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CDF:

  exp



 

 



 (2)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CDF: 

  exp



 

 



 (3)

는 유의파고이며, 3개의 변수 , , 는 각각 Scale parameter, Shape parameter, Location parameter를 의미한다.

Log-normal distribution CDF: 

  

 




ln 

ln  (4)

는 첨두파주기이며 는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의 누적분포함수이다(식 (5)).

 

 
∞




  (5)

대수정규분포의 는 ln의 평균값, 는 ln의 표준편차로 식 (6)-(7)으로 표현할 수 있다(DNV, 2014).

  l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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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7)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와 계수( ,  ,  ,  ,  ,  )를 추정하기 위해 극치분포함수, 대수정규분포 평균식과 표준편차식

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1차식 형태로 정리하면 식 (8)-(12)가 된다.

Gumbel distribution:

 lnln  


 (8)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lnln  ln ln (9)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lnln  ln ln (10)

Log-normal distribution (mean):
ln   ln ln (11)

Log-normal distribution(standard deviation): 
ln   ln    (12)

여기서, 식 (8)과 식 (9)는 최소자승법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식 (10)에서 로그안의 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

에서,  값을 1,000개 정도 변화시켜 가면서 반복 수행을 통해 R2 값이 가장 1에 가까운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R2 값이란 회귀선에 

대응하는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로 통계해석에 사용된 표본이 회귀선과의 오차가 작을수록 1에 가까운 계수를 가지게 된다.

최소자승법을 통해 매개변수가 구해지면 재현값을 식 (13)-(16)을 통해 구할 수 있다.

Gumbel distribution:
 lnln  (13)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ln 




(14)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ln 




 (15)

Log-normal distribution CDF:
 exp 

  (16)

위의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의파고를 풍속과 유속으로 변수를 변경하여 재현값을 도출한다.

3.1 파랑에 대한 극치해석 및 결과

파랑 자료인 유의파고와 첨두파주기는 Conditional modeling approach(CMA)에 의해, 두 변수의 결합확률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는 유의파고의 주변확률분포(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와 주어진 유의파고에 대한 첨두파주기의 조건부확률분포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Orimolade et al., 2016; DNVGL, 2017). 
본 논문에서는 파 빈도분포표를 이용하여 유의파고에 대한 주변확률분포를 검벨, 매개변수 2개와 3개인 와이블 분포로 가정하고, 

주어진 유의파고에 대한 첨두파주기의 조건부확률분포를 대수정규분포로 가정해서 I-FORM 방법을 이용하여 재현값을 계산하였다. 
극치해석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극치함수들의 확률분포함수 형태에서 누적분포함수 형태로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I-FORM 방법은 



Extreme Value Analysis of Metocean data for Barents Sea

Winterstein et al.(1993)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때 사용된 극치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식은(Haver and Nyhus, 1986)의 자료를 이용하

였다. 즉, I-FORM 방법은 초과확률을 미리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응답값을 빠르게 찾아주는 방법이다.
I-FORM 방법에 대한 절차를 식 (17)-(24)로 표현하였다(Haver and Winterstein, 2009).

    (17)

는 초과확률을 나타내며 전체 자료 개수 의 역수이다.

     (18)

여기서 는 주변확률분포의 CDF, 는 조건부확률분포의 CDF 이다.
극치분포함수들을  의 표준정규분포의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19)

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의 방정식을 도입하고 단기간 주기(Short term period, )와 재현주기(Return period, )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낸다.


 

  ××
   

  (20)

여기서 는 Reliability index이다. 는 1시간을 사용하였고, 은 재현주기로 1년, 10년, 100년의 값이 들어간다. 

   ± 
 (21)

식 (21)의  는 합지표(Dummy index)로 구간 1.0 ~ 1.0의 수를 의미한다. B가 정해지면 각 극치분포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유의

파고와 첨두파주기를 얻을 수 있다(식 (22)-(24)).

 
   (22)

   
  

  
  (23)


± 

  ±  (24)

  

Fig. 6 Parameter estimation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s using least-squares method for significant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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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rameter estimation of log-normal distribution using least-squares method for spectral peak wave period

Table 1 Parameters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s for significant 
wave height

Parameter Gumbel 
distribution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Scale) 1.009 2.014 1.616

 (Shape) - 1.437 1.214

 (Location) 1.198 0 0.235

 0.996 0.994 0.999

Table 2 Parameters of log-normal distribution

Parameter 
()

Log-normal 
distribution

Parameter 
()

Log-normal 
distribution

 1.533  0

 0.415  0.380

 0.412  -0.169

 0.995  0.923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극치분포함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였고, K-S 검정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MATLAB(Matrix 
laborator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R2 값이 가장 높을 때의 값을 추출하도록 하였다(Figs. 6-7). R2 값이 0.99로 실제값과 수치값이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고, 기울기와 y 절편 값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구하였다(Table 1-2).
추정된 매개변수를 검정하기 위해 파랑자료의 누적분포함수와 최소자승법을 통해 구한 매개변수를 포함한 누적분포함수의 최대거

리차를 표시하였다(Fig. 8). K-S검정법의 결과로 검정통계량(D) 값을 제시하였고, 유의수준 5%에서 파랑 자료의 개수에 의한 임계치

(Dcri) 0.118보다 작으면 앞서 언급한 두 누적분포함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될 수 없다(Kanji, 2006). 즉 실제자료와 매

개변수를 포함한 누적분포함수의 그래프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식 (17)-(24)의 I-FORM 방법을 사용하여 Fig. 9와 같은 유의파고와 첨두파주기에 대한 등고선(Contour)을 나타내었다. 재현주기별로 

등고선을 도시하였으며 각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재현값들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10년간의 후측 자료와 10년 재현주기값을 비교해보면, 검벨분포를 주변확률분포로 가정할 경우 가장 큰 예측값을 얻을 수 있으며, 

매개변수 3개인 와이블 분포가 다음으로 큰 값이 도출되고 매개변수 2개인 와이블 분포가 수집된 자료의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료의 산포도가 와이블 분포보다 검벨분포에서 넓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매개변수 2개와 

3개의 와이블 분포의 재현값을 구하는 식을 비교해보면 Location parameter의 크기에 따라 결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 = 0.038 < 0.118

 

D = 0.01 < 0.118

  

D = 0.045 < 0.118

Fig. 8 Comparison between CDF of wave data and CDF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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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nvironmental contour for significant wave height and spectral peak wave period

Table 3 Return value for wave (Hs, Tp)

Return 
period

(yr, yrs)

Gumbel 
distribution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Hs (m) Tp (s) Hs (m) Tp (s) Hs (m) Tp (s)
1 10.36 13.75 9.48 13.22 10.17 13.64
10 12.68 15.11 11.09 14.18 12.21 14.83

20 13.38 15.52 11.56 14.45 12.80 15.18

50 14.31 16.05 12.16 14.81 13.59 15.63
100 15.01 16.45 12.61 15.07 14.17 15.97

3.2 바람과 해류에 대한 극치해석 및 결과

풍속(Wind speed, Ws)은 0m/s ~ 27m/s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자료 개수는 약 87,600개이고 2m/s 간격으로 누적분포함수

를 구하였다. 표층 유속(Current speed, Cs)은 0cm/s ~ 70cm/s의 범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자료 개수는 7,200개이고 5cm/s 간격으

로 누적분포함수를 구하였다. 단일 변수인 풍속과 유속의 재현주기 값을 도출하기 위해 극치분포함수는 검벨, 매개변수 2개와 3개
인 와이블 분포를 사용하였고, 매개변수 추정은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Fig. 10, Fig. 12). R2 값이 가장 클 때의 기울기와 y 절편 

값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구하였다(Table 4, Table 6). 매개변수 검정은 K-S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로 검정통계량(D) 값을 

  

Fig. 10 Parameter estimation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s using least square method for wind speed

Table 4 Parameters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 for wind speed

Parameter Gumbel
distribution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2.392 8.790 8.763

 - 2.033 2.028

 6.543 0 0.022

 0.987 0.999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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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Fig. 11, Fig. 13). 유의수준 5%에서 바람과 해류 자료의 개수에 의한 임계치(Dcri) 0.09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은 기각될 

수 없다. 즉 실제자료와 매개변수를 포함한 누적분포함수의 그래프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파랑자료의 분석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바람과 표층해류에 대한 재현값을 계산하였다(Table 5, Table 7).

D = 0.013 < 0.09

 

D = 0.013 < 0.09

 

D = 0.113 > 0.09

Fig. 11 Comparison between CDF of wind data and CDF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s

Table 5 Return value for wind speed

Return period
(yr, yrs)

Gumbel 
distribution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Wind speed (Ws) (m/s)

1 28.26 26.01 26.03

10 33.77 29.07 29.10

20 35.43 29.93 29.96

50 37.62 31.03 31.06

100 39.28 31.83 31.86

    

Fig. 12 Parameter estimation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s using least square method for current speed at surface

Table 6 Parameters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 for current speed at surface

Parameter Gumbel 
distribution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9.010 12.986 12.235
 - 1.224 1.173
 4.800 0 0.414

 0.963 0.992 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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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0.15 > 0.09

  

D = 0.03 < 0.09

  

D = 0.04 < 0.09

Fig. 13 Comparison between CDF of current data at surface and CDF of extreme value distributions

Table 7 Return value for current speed at surface

Return period
(yr, yrs)

Gumbel 
distribution

2-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3-parameter Weibull 
distribution

Current speed (Cs) (cm/s)

1 57.95 55.38 56.01

10 78.70 72.49 74.05

20 84.95 77.46 79.32

50 93.20 83.92 86.20

100 99.45 88.73 91.35

풍속과 유속에 대한 재현값의 전체적인 경향은 파랑 자료의 결과와 유사하게 검벨분포에서 예측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으

로 매개변수 3개인 와이블 분포, 매개변수 2개인 와이블 분포로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풍속과 유속은 10년간의 후측 자료의 최곳

값 27m/s, 70cm/s과 매개변수 2개인 와이블 분포를 사용한 10년 재현값 29.07m/s, 72.49cm/s을 비교해 볼 때, 각각 7.6%, 3.5%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벨분포에서 예측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K-S 검정결과 검정통계랑이 임계치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어 과예측된 결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파랑자료에 비해 풍속과 유속이 분포하고 있

는 범위와 빈도수를 계산하기 위해 정한 간격이 넓어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매개변수 계산시 오차가 누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풍속

과 유속의 빈도수 추출을 위한 간격 변화를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IDD) 확인을 거쳐 자료의 재분류를 통해 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Choi et al., 201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북극 바렌츠 해역의 후측 해양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유의파고, 첨두파주기, 풍속, 표층 유속에 대한 극치해석을 통

해 해양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재현값을 도출하였다. 유의파고와 첨두파주기에 대한 극치해석은 유의파고에 대한 주변확률분포를 

검벨, 매개변수 2개와 3개인 와이블 분포로 가정하고, 주어진 유의파고에 대한 첨두파주기의 조건부확률분포를 대수정규분포로 가

정해서 I-FORM 방법을 이용하여 재현값을 계산하였다. 단일 변수인 풍속과 표층유속은 검벨, 매개변수 2개와 3개인 와이블 분포를 

통해 재현값을 계산하였다. 매개변수 추정은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고, K-S검정법을 통해 검정하였다. 

Table 8 Extreme value for metocean data with 

Metocean data Return period Return value

Wave
Hs (m)

100 (yrs)
12.61 ~ 15.01

Tp (s) 15.07 ~ 16.45

Wind speed (m/s) 100 (yrs) 31.83 ~ 39.28

Current speed at surface (cm/s) 10 (yrs) 72.49 ~ 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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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해양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100년 재현주기에 대한 유의파고, 첨두파주기, 풍속과 10년 재현주기의 표층 유속에 대한 재

현값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해양기상 자료의 산포도가 클수록 검벨분포와 와이블 분포의 재현값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고, 풍속과 유속처럼 자료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해양기상자료의 경우 와이블 분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향후 바렌츠 해역에 설치될 해양구조물의 해양기상자료 설계값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양구조물 운동 및 계류해석, 구조해석, 

그리고 에어갭(Air gap)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추후 매개변수를 구하는 방법을 최소자승법 이외에 모멘트 면적법, 
최우도법을 활용한 재현값 도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풍속과 표층 유속처럼 자료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 해양

기상자료의 경우 적절한 간격을 선택하기 위해 IID 확인을 통한 자료를 재분류하여 계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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