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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함수 모형을 이용한 포항신항 내·외의 외중력파 특성 분석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ra-Gravity Waves inside and outside 

Pohang New Harbor using a Transfer Function Model

조홍연*·정원무**·오상호**

Hong-Yeon Cho*, Weon Mu Jeong** and Sang-Ho Oh**

요 지 : 주기가 약 1~3분인 외중력파는 항만 내의 계류선박의 거동해석 및 연안 표사이동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인자이다. 먼 바다의 유의미한 외중력파가 항만으로 전파되어 증폭될 경우 대형선박의 하역작업을 중단

시켜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신항의 항외 및 항내에서 약 5년 동안 동시 관측한 파

랑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및 전달함수를 사용하여 항만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외중력파 전파특성을 분석하였다. 전

파 특성분석은 외중력파의 파고가 0.1 m 이상이 되는 사상만을 이용하였다. 통계적인 특성분석 결과, 항만 내부의

파고분포는 외부와 유사한 반면 주기분포는 항만 외부보다 분산이 컸다. 전달함수의 매개변수는 각각의 사상에 대

하여 최적 추정하였다. 항만 내부의 파고 추정 평균 RMS 오차는 0.013 m 수준이었다. 추정 매개변수는 외중력파

의 파고, 주기 및 파향의 선형조합 정보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95).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달함수는 사전

예측된 외중력파 정보를 이용하여 항만 내부의 외중력파 정보를 빠르고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

한 항만이용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외중력파, 항만 내부·외부, 포항신항, 주기분포, 전달함수 

Abstract : Infra-gravity waves (IGWs) with a period of 1~3 minutes are a factor that directly influences the motion

analysis of moored ships inside a harbor and longshore sediment transport analysis. If significant levels of IGWs

from far seas are transferred to a harbor and amplified, they may cause downtime of large ships and induce

economic loss. In this study,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IGWs intruding from outside to inside Pohang New

Harbor were analyz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and transfer function of wave data measured at both outside and

inside the harbor for around 5 years. Transfer characteristic analysis was limited to events where IGWs had wave

heights above 0.1 m. The wave height distribution of inside the harbor was similar to that of outside the harbor,

while the wave period variance of the former was larger than that of the latter. The parameters of the transfer

function was optimally estimated according to each event. The estimated average RMS error of the wave height

inside the harbor was around 0.013 m. The estimated parameters had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linear

combination information of IGW wave height, period, and direction (R = 0.95). The transfer function suggested in

this study can quickly and easily estimate information on IGWs inside the harbor using IGW information predicted

beforehand, and is expected to reduce damage due to unexpected restrictions on harbor usage.

Keywords : infra-gravity waves (IGWs), inside and outside a harbor, Pohang New Harbor, wave period distribu-

tion, transfer function 

1. 서 론

연안으로 전파되는 외중력파(infra-gravity wave, IGW)는

항만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의 거동 및 표사이동에 의한 연안

지형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만 및 연안관

리에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Reniers et al., 2010; Thiebaut

et al., 2013; Lopez and Iglesias, 2013). 그러나 약 3~25초

범위의 주기를 가지는 단주기파(short wave)에 관한 연구는

풍부한 반면, 외중력파에 대한 유의할만한 수준의 연구는 매

우 미흡한 실정이다. 외중력파는 항만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의 관점이나 전통적인 파랑 구분 기준에 의하면 지진해일이

나 조석보다는 짧고 단주기파보다는 긴 주기를 가지는 파랑

으로 구분되고 있다(Munk, 1950; Holthuijsen, 2007).

보통 풍파 범위를 벗어나는 파랑은 주기를 기준으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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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영역의 중력파(gravity wave, wind sea, swell), 25~300

초 범위의 외중력파, 약 2~60분 정도의 주기를 가지는 FIG

파(Far Infra-Gravity wave)로 구분되며(Thiebaut et al.,

2013), 다수의 단주기파가 결합(grouping)되어 발생하기 때문

에 단주기 파랑 정보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Bowers,

1992). 따라서 대략 24~72시간 미리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이

용하면 파랑을 포함한 해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

하여 단주기파로부터 유발되는 장주기파도 예측할 수 있다. 

외중력파는 발생원인 및 전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가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Herbers et al., 1995). 반

면 항만 내부의 외중력파 추정은 wind sea-swell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법(Thiebaut et al., 2013), 수치모형을 이용한 방법

(Reniers et al., 2010; Rijnsdorp, 2011), 통계기법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방법(Lopez and Iglesias, 2013) 등이 있다. 또한 관

측 자료의 분석과 그 자료를 이용한 기존 모형의 성능평가 연

구도 수행되고 있으나(Okihiro and Guza, 1996; Bellotti and

Franco, 2011), 장기 관측 자료를 이용한 통계 모형에 관한 연

구는 가용한 자료의 제한으로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내로 침입하는 너울과 외중력파에 의하여

하역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포항지방해양항만청, 2010; 포항지

방해양항만청, 2012)하는 포항신항의 항외 및 항내 지점에서

동시에 관측된 약 5년간의 외중력파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인 특성 및 전달함수를 이용한 전파 특성을 분석하여 항만의

외중력파 예측 모형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외중력파

특성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전달함수의 매개변수와 외중력파

의 파고, 주기, 파향 정보와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항외에서 예보된 파랑정보를 이용하여 항내의

외중력파 파랑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의 개발에 있다. 이 과정

은 기상 및 파랑 예보치를 이용하여 항외 지점에서의 외중력

파 정보를 추정하는 제1단계와 추정된 항외 외중력파 정보를

이용하여 항내 주요 지점의 외중력파 정보를 추정하는 제2단

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항외 지점의 관측자료를 제1단계의

추정 외중력파 정보로 간주하는 경우 제2단계에 해당된다.

2. 관측자료 및 분석기법

2.1 관측자료 및 기본적인 통계정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항신항에서의 파랑관측 자료는 한국

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2008년 9월 1일부터 2013년 8

월 31일까지 5년 동안 수압식 파고계를 사용하여 0.5초 간격

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한 자료이다(Table 1 및 Fig. 1 참조).

항만 내부로의 외중력파 전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

외부(정점 W02)와 내부(정점 W06) 지점의 자료를 선택하였

다. 자료 결측은 항외 지점에서 2011년 4월 7일 18시 30분부

터 6월 2일 15시 사이의 약 2개월 정도 발생하였다. 관측된

자료에서 주기가 30~300초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스펙트

럼법(Cho et al., 2012)으로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

편 파향 정보는 영일만 입구(정점 AWAC)에서 초음파식 파

향·파고계(AWAC, the Nortek)를 이용하여 관측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AWAC로 취득된 파향 정보는 외중력파 분석에

서 유의할만한 사상에 해당하는 시기의 값만 이용하였다.

Table 2에는 포항신항의 항외와 항내에서의 외중력파의 기

본적인 통계 정보를 제시하였다. 기본 통계정보에서 알 수 있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the wave stations

Station Latitude Longitude
Water depth 

(m)

AWAC 36
o

05'21.9''N 129
o

28'21.2''E 24.5

W02 36
o

02'16.7''N 129
o

27'12.1''E 21.6

W06 36
o

00'49.8''N 129
o

23'55.9''E 10.0

Fig. 1. Location map of the wave monitoring stations.

Table 2. Basic statistical information of the IGW wave monitoring data

Items and stations Mean Median Mode SD IQR CV

Wave height (m)
OH 0.0203 0.0128 0.0074 0.0222 0.0167 1.094

IH 0.0183 0.0146 0.0083 0.0139 0.0136 0.760

Wave period (s)
OH 59.27 54.70 49.18 14.91 18.28 0.25

IH 68.08 65.48 56.11 14.03 22.66 0.21

Ref. OH, IH = outside and inside a harbor; SD, IQR, and CV are standard deviation, inter-quartile rang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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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외중력파의 평균과 중간(median) 파고는

0.01~0.02 m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주기는 60초 정

도이다. 한편 파고의 변동계수는 항외, 항내 각각 1.09, 0.76

정도이며, 주기의 변동계수는 각각 파고 변동계수의 22.9%,

27.6% 수준으로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2.2 전달함수 모형의 구성 및 매개변수 추정 

항만 내외의 장주기파의 전파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달함

수 모형은 항 외부의 파랑이 항 내부로 전파되고, 과거의 파

랑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차

수를 가진 모형(Box et al., 2008)으로 구성하였다. 

(1)

여기서, HI (t), HO(t)는 각각 항만 내부, 외부의 외중력파 파

고(m)이며, A, B는 각각 자기상관(auto-regressive) 계수와 전

달계수로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최적 추정되는 미지의 계수

이며, 는 파고 추정 오차이다.

그러나 항만 내부의 외중력파 정보를 사전 추정된 항만 외

부의 심해에서의 외중력파 정보만으로 추정한다는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p = 0 조건이 부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전달함수 모형은 다음과 같이 보다 간단한 형태로 구성된다.

(2)

매개변수 Bj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최적

차수 q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또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수치가 최

소가 되는 차수로 결정하였다. 차수 변화에 따른 두 수치의

변화양상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AIC 정보는 차수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BIC 수치는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결

한 모형 선택의 관점에서 추천되는 BIC 수치를 기준으로 모

형의 최적 차수를 선택하였다(Storch and Zwiers, 1999). 

, 

여기서, 는 표준 오차의 분산, Np는 추정 매개변수의 개

수, N은 자료의 개수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모형의 매개변수는 유의미한 항내 외중력파 파고

0.1 m 이상에 해당하는 시점을 도출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

로 전후 2일간의 자료를 하나의 사상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사

상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Table 3에는 항내 외중력파 파고가

0.1 m보다 크게 나타난 경우의 시점과 그 시점에 해당하는 파

고, 주기, 파향 등을 제시하였다. 단 여기서 파향은 영일만 입

구 또는 포항신항 입구에서 AWAC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된

단주기파의 파향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2009년 11월(사상 3,

4번)에는 AWAC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서 가용한 파향 정보

가 없다. 한편, 2011년 4월에 발생한 7번 사상은 항만 내부

에서는 유의할만한 파고가 관측되었으나, 항만 외부 지점의

관측 자료가 없어 매개변수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2.3 매개변수와 파랑정보와의 관계

유의미한 파고를 중심으로 추출된 사상(Table 3) 자료를 이

용하여 추정된 전달함수의 매개변수와 파랑정보와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파랑정보는 파고, 주기, 파향 정보만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다중 선형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전

달함수의 매개변수가 파랑정보의 선형조합으로 추정할 수 있

다는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공식이 성립된다.

P = WC (4)

여기서, P =매개변수 행렬(사상개수 ×매개변수개수),

C =미지의 계수 행렬(파랑정보개수 ×매개변수개수), W =파

랑정보행렬(사상 개수 × [파랑정보개수 + 1(상수항)])이다. 미지

의 계수행렬은 다음 식으로 최적 추정되며, 파랑정보행렬과

최적계수행렬 을 이용한 전달함수의 매개변수 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6)

3. 분석결과 및 논의

3.1 항만 내외 파랑정보의 통계적인 특성

항만 내외의 파랑정보는 시계열 도시기법 및 Gaussian

Kernel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빈도분포의 형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s. 2~3 참조). Kernel 함수를 이용한 빈도분포

추정은 추정결과가 연속적이고, 입력 매개변수가 단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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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t( ) BjHO t j∆t–( ) ε t( )+

j 0=

q 1–

∑=

AIC ln σ
ε

2
( )

2Np

N
---------+= BIC ln σ

ε

2
( )

Npln N( )

N
-------------------+=

σ
ε

2

Ĉ P̂

Ĉ W
T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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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
P=

P̂ WĈ=

Table 3. List of the significant IGW conditions (over 0.1 m)

Event 

no.
Time

Max. IGW 

height

(m)

IGW 

period

(s)

Wave 

direction

(°N, CW)

1 2009 01/13 18:00 0.101 81.7 33

2 2009 04/26 16:30 0.137 81.9 43

3 2009 11/02 12:00 0.119 89.2 -

4 2009 11/10 21:30 0.153 81.2 -

5 2011 01/01 00:00 0.291 104.6 49

6 2011 01/16 21:30 0.101 77.4 41

7 2011 04/19 01:30 0.126 107.4 -

8 2012 04/03 22:30 0.127 93.4 17

9 2013 02/08 09:00 0.203 98.2 27

10 2013 03/02 16:30 0.102 65.6 26

11 2013 04/07 00:00 0.113 77.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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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width parameter)이기 때문에 분포형태가 불연속적이고

입력 매개변수가 2개(starting point, bin numbers)인 막대그

래프(histogram)보다 유리하다(Silverman, 1998). Kernel 함

수의 최적 매개변수(h)는 Gauss 분포함수 조건에서 다음과 같

이 자료의 표준편차와 개수의 함수로 계산된다(Silverman,

1998).

(7)

여기서 = Robust 추정 표준편차(= Median( )

/0.6745), Median(xi) =자료 xi의 중간값, n =자료의 개수이다.

외중력파 자료는 항만 내외에서의 자료가 모두 가용한 시

기에 해당하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Fig. 2(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항만 내부에서의 파고가 항만 외부에서의 파고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항외에서의 외중력파고의 최대치는 2011년 1

월 1일의 0.39 m, 항내정점 W06에서의 최대치는 0.29 m로

제시되었다. 한편 Fig. 2(b)의 주기를 보면, 항만 외부는

50~170초의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

나, 항만 내부는 50~100초 사이의 범위로 주기 영역이 뚜렷

하게 제한되고 있다. 한편 Kernel 함수를 이용한 빈도분포 함

수(Fig. 3 참조)를 보면, 외중력파 파고의 경우 서로 유사한

h 1.06σ̂ n
1 5⁄–

=

σ̂ xi Median xi( )–

Fig. 2. Time-series plots of the infra-gravity wave data inside and outside the Pohang New Harbor (upper and lower panels = W02 and W06

stat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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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파고 0.035 m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

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나 그 이상에서는 차이가 미미하

다. 반면 주기분포는 항만 외부의 경우 50초 정도에 주기 발

생빈도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항만 내부에

서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45~95초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처럼 항내에서의 주기가 항외에서보다 넓게 분포하는 원인은

구속파가 항입구를 통과하여 항내로 전파할 때 구속이 풀려

자유파로 전파됨으로써 보다 긴 주기의 파가 항내로 더 전파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추

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한편 외중력파 자료의 자기상관함수와 항만 내외의 교차상

관함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Fig. 4 참조). 항만 내외의 파

고를 각각 IHH, OHH로 표현하는 경우, 자기상관함수(ACF)

와 교차상관함수(XCF)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지체시간에

따른 상관계수로 표현된다. 

(8)

(9)

(10)

(11)

상관계수는 자료의 종속기간을 판단하는 지표로, 본 연구

에서와 같이 어떤 사상이 발생한 시점(외중력파의 최대파고

가 발생하는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 자료에 영향을 미

치거나 이 자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대

략적으로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외중력파 자료의 독립

이 보장되는 기간은 이론적으로 95% 신뢰구간, 즉

(n =자료의 개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나, 본 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보다 완화된 e-Folding 조건에 해당

하는 조건을 이용하여 자료의 독립기간을 판단하

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체개수 16(시간으로 환

산하는 경우 약 1일, 자료 관측간격 1.5시간 × 16 = 24시간)

이상 조건에서도 자기상관계수는 0.5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

며, 대략적으로 지체계수 20 정도(1~2일 사이)에서 e-Folding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기회귀모형

(AR model) 계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또는 편,

partial) 자기상관계수(Box et al., 2008)는 지체개수 5~6개

정도에서 95% 신뢰구간에 해당하는 ±1.96/ 0.01 정도로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외중력파 자료의 AR 모형을 구성하

는 경우, 대략적인 차수는 5~6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3.2 전달함수를 이용한 항만 내부 파고 추정

유의미한 파고를 대상으로 추출된 각각의 사상(Table 3)에

서 대표적인 3개의 사상을 선택하여 모형 차수변화에 따른

BIC 수치변화를 파악하였다. 각각의 사상에 대한 BIC 수치

는 관측 자료의 자기상관계수가 유의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

간의 자료를 대부분 포함하기 위하여 최대 외중력파 파고 발

생시점을 기준으로 ±2일, 파고기준 0.05 m 이상의 파고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Table 4 참조). 모형의 차수 선택 기준

이 되는 최소 BIC 수치(Storch and Zwiers, 1999; Box et

al., 2008)는 사상 5, 11에서는 모형의 차수 2 조건에서 발생

ACF IHH τ;( ) IHH ti( ) IHH ti τ+( )⋅[ ]
i 1=

n τ–

∑=

ACF OHH τ,( ) OHH ti( ) OHH ti τ+( )⋅[ ]
i 1=

n τ–

∑=

XCF IHH OHH τ;,( ) IHH ti( ) OHH ti τ+( )⋅[ ]

i 1=

n τ+−

∑=

XCF OHH IHH τ;,( ) OHH ti( ) IHH ti τ+( )⋅[ ]

i 1=

n τ+−

∑=

1.96± n⁄

1 e⁄ 0.37≈

n

Fig. 3.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of the wave data inside and outside the Pohang New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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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차수 1 조건이

최적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었다(사상 1번). 차수 1 조건이

선택되는 경우는 평균파고가 비교적 낮은 조건에 해당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차수 2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전달모형

의 특성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달함수를 이용한 항만 내부의 파고추정은 전달함수에 포

함되어 있는 계수의 최적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BIC 값

을 이용하여 선택된 최적 차수 2 조건에서 각각의 사상에 대

한 최적 매개변수(B0, B1)를 추정하였다. 최적 추정을 위한 목

적함수는 최소제곱오차이며, 일반적인 Gauss-Newton 반복기

Fig. 4. Auto- and cross-correlation functions plot of the wave data inside and outside the Pohang New Harbor. (blue hair line = 95% con-

fidence limits, blue thick line = e-folding line)

Table 4. BIC values for the model orders

Order
Event nos.

Selection
1 5 11

1 -9.49 -6.72 -8.32

2 -9.37 -7.11 -8.39 * (Min. BIC)

3 -9.31 -7.00 -8.33

4 -9.13 -6.95 -8.27

5 -8.97 -6.87 -8.17

6 -8.81 -6.75 -8.12



전달함수 모형을 이용한 포항신항 내·외의 외중력파 특성 분석 137

법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사상에 대한 최적추정 매개변수와

평균 RMS 오차 및 관측 최대파고와 추정 최대파고의 차이

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유의할만한 외중력파 각각의 사상

에 대한 최적 매개변수는 B0 계수가 B1 계수보다 크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최적 추정 매개변수는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

정 매개변수가 파랑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다

음 단계로 파랑정보와 전달함수 추정모형의 매개변수와의 관

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각각의 사상에 대한 관측파고와 추정파고를 비교하여

순서대로 제시하였다(Fig. 5 참조, 항외 관측 자료가 없는 사

상 7 제외). 그림 및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RMS 오

차는 0.007~0.024 m 범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RMS 오

차는 0.013 m이다. 최대파고의 추정 차이는 −0.016~0.031 m,

평균 차이는 0.006 m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오차 및 차이를

외중력파 사상 추출의 기준이 되는 0.1 m 수치에 대한 비율

로 산정하면 평균 RMS 오차는 약 13% 정도(7~24%), 평균

최대파고 추정 차이는 6%(−16~31%) 정도이다. 여기서 RMS

오차는 각각의 사상기간 동안의 관측파고와 추정파고에 대한

RMS (root-mean squared) 수치를 의미한다. 

3.3 추정 매개변수와 파랑정보와의 관계분석

파랑정보와 매개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중회귀분석법으

로 수행하였다. 파랑정보는 파고, 주기, 파향으로, 파향 정보

가 가용한 8개(사상 3, 4, 7 제외)의 사상에 대하여 수행하였

다. 따라서 각각의 사상에 대한 전달함수의 매개변수 행렬 P(

크기 =사상개수 ×매개변수 개수 = 8 × 2), 회귀계수 행렬 C(

파랑정보개수 ×매개변수개수 = 4 × 2), 파랑정보행렬 W(사상

Table 5. Optimal parameters and RMS error of the transfer func-

tion model

Event no. 
Optimal parameters Errors

B0 B1 RMSE DMWH

1 0.5403 0.1167 0.007 0.017 

2 0.4175 0.2076 0.012 0.026 

3 0.7869 -0.1094 0.012 -0.001 

4 0.7998 -0.2274 0.009 0.005 

5 1.1430 -0.5323 0.024 -0.000 

6 0.6352 -0.0068 0.009 0.004 

8 0.5661 0.0517 0.014 -0.004 

9 0.8980 -0.2451 0.022 0.031 

10 0.6175 0.0355 0.007 -0.004 

11 0.9525 -0.3064 0.013 -0.016 

Mean 0.7357 -0.1016 0.013 0.006 

Ref. RMSE = a root mean-squared error, 

DMWH = a Difference between the observed and estimated Max-

imum Wave Heights.

Fig. 5. Comparative plot of the observed and estimated IGW heights for each event.



138 조홍연·정원무·오상호

개수 ×파랑정보개수 = 8 × 4, 상수항 포함)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파랑정보에서 파향은 삼각함수로 변환(cosine 함수)하

여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추정된 회귀계수 행렬은 다음

과 같다.

(12)

따라서 전달함수 모형의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은 파랑정보

의 함수로 표현된다. 

(13)

(14)

여기서,  변수는 각각 파향(radian), 파고(cm), 주기(초)

이다. 

각각의 사상에 대하여 추정된 최적 매개변수(P)와 파랑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매개변수( )의 상관계수( =

, NP =추정 매개변수의 개수 = 8 × 2 = 16)는

0.95(Pearson coefficient)로 파악되었으며, RMS 오차는 0.15

정도로 추정되었다(Fig. 6 참조). 사상 2, 11번(En, n =사상

번호; Bm, m =매개변수 번호)에서 매개변수 추정오차가 크

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매개변수 추정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상 2, 11번에서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파랑정보와 비교·검

토하였으나 뚜렷하게 원인으로 제시할만한 파랑 특성을 찾을

수 없었다. 추후 보다 다양하게 축적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

여 매개변수 추정오차의 원인을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전달함수 매개변수의 공간적인 분포

포항신항의 경우 ‘ ’ 형태의 접안부두(슬립, slip)가 다수

있으며(Fig. 1 참조) 이러한 수역에서는 외중력파의 주기가 수

역의 고유진동주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진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접안선박의 하역중단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

기 위해서는 다중반사가 발생하는 슬립 내부에서의 파랑자료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슬립

영역을 포함한 6개 지점(Fig. 1 참조)의 가용한 외중력파 자

료를 이용하여 사상 5번(2011년 1월 1일을 중심으로 한 5일

간)에 대하여 전달함수의 최적 매개변수를 각각 추정하였으

며, 각각의 관측 자료는 시작시간을 동일한 시점으로 일치시

켜 분석하였다. 추정된 매개변수 및 관측 지점의 최대파고 정

보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

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항외(외중력파고 = 0.39 m)에

서 항내로 전달된 외중력파 특성이 매개변수 및 최대파고에

따라 슬립 내부의 안벽에서는 증폭(W03, W07 지점)되고, 일

자형 안벽에서는 감쇠(W04~W06, W11~W12)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W06 지점의 사상 5 조건에서의 매개변수와 RMS 오

차가 다른 사상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료추출간격의 차이

에 의한 것이다. 다양한 사상에서 분석한 W06 지점의 매개

변수는 30분 정도의 시차(항만 내·외 지점의 자료 추출시

점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동일한 사상(사상 5) 조건의 다양

한 지점에서의 비교는 시간차이가 없는 자료로 변환하여 비

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추정 매개변수가 파랑전

파시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차에 의한 영향이 반영되어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추정 전달함수는 추정 매개변수

와 시차가 있을 경우 시차정보도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Table 5~6에 제시된 추정 매개변수는 각각 30분의 시차(항외

지점이 30분 이른 시간)와 무시차 조건에서의 값이다. 

CC

0.2609– 0.2186

0.0426 0.0420–

0.0083– 0.0074

0.9419 0.2140–

=

B0 0.9419 0.2609sin θ( )– 0.0426H 0.0083T–+=

B1 0.2140– 0.2186sin θ( ) 0.0420H– 0.0074T+ +=

θ H T, ,

P̂ ρ
PP̂

Pi P–( )
i 1=

N
P

∑

Pˆ P̂–( ) σPσP̂
( )⁄

Fig. 6. Scatter plot and regression curves between parameters

( ). (RMSE = 0.148; Correlation coefficient = 0.95)P P̂,

Table 6. Parameter information of the transfer function model

Stations

Max. Observed 

Wave Height

during the 

Event 5

(cm)

RMS 

Error

(cm)

RMS 

Error 

Ratio*

(%)

Optimal 

Parameters of the 

Transfer 

Function Model

B0 B1

W03 54.80 2.2 4.01 1.28 0.15 

W04 26.70 1.0 3.75 0.64 0.05 

W05 28.00 1.7 6.07 0.69 0.02 

W06 29.00 0.9 3.10 0.51 0.09 

W07 52.80 2.9 5.49 1.02 0.10 

W11 19.50 1.0 5.13 0.38 0.12 

W12 24.10 1.4 5.91 0.46 0.13 

Cf. RMS Error Ratio (%) = (RMS Error)×100/(Max. Wav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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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동해안의 영일만 내부에 위치한 포항신항의 항외와 항내에

서 장기간 관측한 외중력파 자료의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하

였으며, 항만 외부의 외중력파 정보를 이용하여 항만 내부의

외중력파고의 크기를 추정하는 전달함수 모형을 개발·적용

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중력파의 주기분포는 항만 외부에 비하여 항만 내부

에서 매우 크게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2) 전달함수를 이용한 항만 내부의 외중력파 파고추정 모

형은 차수 2 정도가 최적으로 파악되었으며, 차수 2 조건에

서 최적 추정된 항만 내부파고의 평균 RMS 오차범위는

0.013 m이며, 최대 파고의 평균 추정 편차는 0.006 m이다.

(3) 전달함수 모형의 최적차수 2 조건에서 추정된 매개변

수는 외중력파의 파랑정보와 강한 상관관계(상관계수 = 0.95)

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달함수 매개변수(B0, B1)

추정 RMS 오차는 0.15 정도로 파악되었다.

(4) 항외에서 항내로 전달된 외중력파 특성이 매개변수 및

최대파고에 따라 slip 내부의 안벽에서는 증폭되고, 일자형 안

벽에서는 감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성과는 항만 외부에서 사전 추정(예보)되는 단주

기파 정보로부터 외중력파 정보를 추정하는 경우, 추정된 외

중력파 정보를 이용하여 항만 내부의 외중력파 정보를 추정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상에서

는 매개변수 추정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추정 편

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상에 대한 외중력파 파

랑정보와 전달함수 매개변수의 관계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한편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외 파

랑이 항내로 전달되는 시간이 30분 이하로 짧기 때문에 실

제적인 활용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동해 중부에 위치한 기

상청의 해양기상부이 등에 의한 관측정보나 수치예보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본 모델의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류발전 시스템 성능향

상 기술개발” 및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

흥원이 시행하는 “10 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연계형 발

전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Bellotti, G. and Franco, L. (2011). Measurement of long waves at

the harbour of Marina di Carrara. Italy, Ocean Dynamics, 61,

2051-2059.

Bowers, E.C. (1992). Low frequency waves in intermediate water

depths. Proceedings of 23rd Conference on Coastal Engineer-

ing, 832-845, Reston, VA, ASCE.

Box, G.E.P, Jenkins, G.M. and Reinsel, G.C. (2008).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and control. Fourth Edition, Chap. 12, A

John Wiley & Sons, Inc.

Cho, H.Y., Jeong, W.M, Baek W.D. and Kim S.I. (2012). Analysis

of the variation pattern of the wave climate in the Sokcho

coastal zone. J.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

neers, 24(2), 120-127.

Herbers, T.H., Elgar, S. and Guza, R.T. (1995). Generation and

propagation of infragravity waves. J. of Geophysical Research,

100(C12), 24,863-24,872.

Holthuijsen, L. H., (2007). Waves in oceanic and coastal waters.

Chap.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mphuis, J.W. (2000). Introduction to coast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Chap. 2, World Scientific.

Lopez, M. and Iglesias, G. (2013).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sti-

mating infragravity energy in a harbour. Ocean Engineering, 57,

56-63.

Munk, W.H. (1950). Origin and generation of waves. Proceedings

of First Conference on Coastal Engineering, 1-4, Long Beach,

California, ASCE.

Okihiro, M. and Guza, R.T. (1996). Observations of seiche forcing

and amplification in three small harbors. J. of Waterway, Port,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122(5), 232-238. 

Pohang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Administration (2010).

A study on the cause analysis and reduction methods of swell in

Pohang New Harbor. Vol. 2, Ocean monitoring data report.

Pohang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Administration (2012).

A feasibility study and master plan of the swell reduction conu-

termeasures in Pohang New Harbor. Vol. 2, Ocean monitoring

data report.

Reniers, A.J.H.M., Groenewegen, M.J., Ewans, K.C., Masterton, S.,

Stelling, G.S. and Meek, J. (2010). Estimation of infragravity

waves at intermediate water depth. Coastal Engineering, 57, 52-61.

Rijnsdorp, D.P. (2011). Numerical modelling of infragravity waves

in coastal regions. MSc. Thesis,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Silverman, B.W. (1998). Density estimation for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Monographs on statistics and applied probability, 26,

Chapman & Hall/CRC.

Storch, v H. and Zwiers, F.W. (1999). Statistical analysis in climate

research. Chap. 12, Cambridge Univ. Press. 

Thiebaut, S., McComb, P. and Vennell, R. (2013). Prediction of

coastal far infragravity waves from sea-swell spectra. J. of Water-

way, Port,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139(1), 34-44. ASCE.

원고접수일: 2014년 3월 6일

수정본채택: 2014년 5월 27일(1차)

2014년 6월 10일(2차)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8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